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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nowledge of people in general about orthodontic

treatment and their attitude to that by conducting a survey in a bi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ir incorrect awareness of orthodontics and on the development of clinical orthodontic treatment.

Methods and Result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89 people in general who resid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s for

awareness of orthodontic treatment among the people in general by gender, the women knew better about ortho-

dontic treatment than the men, and the gender gap was significant(p<0.05). 2. Concerning satisfaction with the

shape and arrangement of the teeth by age, those who were in their 20s were most satisfied, and the teens were

satisfied the least. There were significant gaps according to age (p<0.05). 3. As a result of checking the degree of

their inconvenience about the use of chewing teeth by age, the people who were in their 30s felt the most incon-

venience, and the gap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as significant(p<0.01). 4. As a result of asking them whether

they had an intention to receive orthodontic treatment, the women had a more intention to do that than the

men(p<0.001). By age, the younger respondents had a more intention, and the gaps between them and the others

were significant(p<0.001). 5. As a result of analyzing their perception of the positives of orthodontics by gender,

the women took a more positive view of it than the men, and their gap was significant(p<0.01).

Conclusions : When orthodontic treatment or orthodontic treatment counseling is provided to orthodontic treat-

ment patients or people in general in the field of clinical dentistr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way patients and

people in general look at orthodontic treatmen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age and gender, and they should be

informed of the positives of orthodontic treatment to step up the development of orthodontic treatment.(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2):251-260)

Keywords : malocclusion, maxillofacial plastic surgery, orthodontic treatment, orthodontics, orthodontic patients 

색인 : 교정치료, 교정환자, 부정교합, 악안면성형수술, 치열교정

교신저자 : 이선영 우) 130-092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29-1 삼육보건대학

전화 : 02-3407-8625   FAX : 02-3407-8659   E-mail : isy078@nate.com

접수일-22001111년년 1122월월 2299일일 수정일-22001122년년 44월월 66일일 게재확정일-22001122년년 44월월 2200일일



▶본 연구는 2012학년도 삼육보건대학 학술연구지원

사업에의해서연구되었음

현대사회에서는외모가개인의일상생활에미치는영

향력이 증가되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은

자기만족의 단계를 넘어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나 사회생

활의네트워크를형성하는데지대한역할을하고있다1).

신체의아름다움이사회적인상호작용에있어중요한심

리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2), 외모가 사회적 성공에 매

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통념이 자리 잡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의학적인방법을동원해서라도그러한성공의조

건에도달하고자노력하고있다3). 치의학이눈부시게발

전하면서 사람들의 미에 대한 의식변화로 인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서 통신망의 발달, 매스미디어의 영향,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이보편화되면서일반인들이교정에대해쉽게접하

는기회가증가되었다4). 과거 1980~1990년대에비하여

꾸준히교정치료의수요가증가하고있고외모의향상과

정신·사회적·건강개선 목적으로 치과 교정에 내원하

는인구가늘고있다5). 

한편 Tweed6)는 교정치료를 안모의 평형과 조화, 치

료 후의 치열 안정, 건강한 구강조직, 능률적인 저작기

능이라 하였는데 교정치료의 주목적은 부정교합을 개선

하여 정상 교합을 얻음으로써 형태와 기능적으로 우수

한 교합을 형성하고 구강보건을 유지하여 생리적으로

건강한 구강조직과 함께 심미적으로도 우수하여 건강한

인간상을 얻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7). 또한 교정치료는

저작기능과 발음을 개선하고 안모 및 입술주변부를 자

연스럽게 변화시키므로 치열과 안모의 심미성을 개선하

여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어8) 사람

들의 안모개선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일반인들의 교정에 대한 관심이 미적인

외모개선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정치료에 대한 잘

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개인의 조화로운 인간상과 치아

관계의 다양성을 파악하여 치료계획을 잘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과열되고 있어 자칫 다양한 부

작용의문제가나타나지않을까우려된다. 

또한 치과의사의 진단에 의한 교정치료보다는 개인의

자신의 부정교합이나 심미적 문제로 교정치료를 선택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정치료에 대한 인식의 차이

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9,10). 이는 향후 교정치료를

희망하는 이들이 자신의 부정교합을 인정하고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 치료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정치료에 대

한 연구로는 교정치료시기, 교정치료 시 병원선택, 만족

도, 부정교합인식에대한연구들10-15)이있으나, 일반인

들의 교정치료에 대한 지식와 태도의 차이를 반영한 연

구는 희소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인이 인지하

는본인 치아에대한 만족도및 교정치료에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교정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임상영역에서의 교정치료 발전과 향상에 도움

이되는기초자료를제시하고자본연구를실시하였다.

2.1. 연구대상

본연구는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동안편의표본추

출법에 의해 일부 서울·경기지역 10대 이상 남녀 거주

자를대상으로하여연구의목적을설명하고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자기기입식으

로응답하게한후즉시회수하였다. 총 435명에게설문

지를 배부하였고 그중 결과분석이 곤란한 설문지 46부

를제외하고 389명의설문지를분석에이용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내용에 대한 설문문항은 이15,16), 안17), 천18), 이

등19)의 연구도구를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연구목

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객관적 문항을 이용하여 일반

적 특성 3문항, 교정치료 인지 1문항, 본인인지 치아상

태 만족 관련 2문항, 교정치료의향 2문항, 교정치료의

긍·부정적 효과 17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교정치료의 긍·부정적 효과 문항은 응답 수준에 따

라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매우 그렇다’5점, ‘그

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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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1점으로 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과 부정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 α가 교정치료

의 긍정적 효과 0.72,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 0.70으

로, 모두 0.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

정도구는신뢰할만한수준임을알수있다.

2.3. 연구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본

인의 치아상태 만족도, 교정치료에 대한 지식수준과 태

도그리고교정치료의긍·부정적효과를살펴보기위해

χ2(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그리고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총 389명으로성별로는여자가 54.2%

로 남자 45.8%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결혼 여부별로

는 미혼이 83.5%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7.0%로가장많았다<표 1>.

3.2. 교정치료 인지 정도

교정치료 인지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2.47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교정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결혼 여부별

로는미혼이연령에서는20대가교정치료에대해가장잘

알고있었으나두항목별유의미한차이는없었다<표2>.

3.3. 치아의 모양, 배열에 대한 만족 정도

본인의치아의모양, 배열에대한만족도에대해살펴

본 결과, 전체 평균이 3.11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치아의 모양, 배열에 대해 만족

하였으나유의미한차이는없었다. 

연령별로는다른연령대보다 10대의만족도가낮았으

며, 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p<0.05)<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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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78 45.8

여 211 54.2

결혼 여부 기혼 64 16.5

미혼 325 83.5

연령 10 125 32.1

20 144 37.0

30 120 30.8

계 389 100.0

표 2. 교정치료인지정도

구 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178 2.32 1.05 -2.59 0.010*

여 211 2.60 1.08

결혼 여부 기혼 64 2.36 1.10 -0.92 0.356

미혼 325 2.50 1.07

연령 10 125 2.50 1.04 1.19 0.304

20 144 2.55 1.13

30 120 2.35 1.05

전체 389 2.47 1.08

*by t-test or one -way ANOVA test at  p<.05



3.4. 저작 시 치아 사용 불편함 정도

저작시본인의치아사용에대한불편함정도에대해

살펴본결과전체평균이 1.88로 성별로는남자가,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이 저작 시 치아 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20대보다 30대가 저작 시 치아 사용에 대해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꼈고 연령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보였다(p<0.01)<표 4>.

3.5. 교정치료 의향정도

3.5.1. 교정치료 의향 여부

교정치료 의향 여부를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여자가

교정치료를 받을 의향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결혼 여부 별로는 미혼이

교정치료를받을의향이높았으나유의미한차이는없었

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정치료를 받을 의향

이높았으며, 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p<0.001)<표 5>.

3.5.2 교정치료 의향에 대한 이유

교정치료를 받고 싶은 의향에 대한 이유를 살펴본 결

과 일반인 52.8%가‘삐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싶어서’교정치료를 받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

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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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치아의모양, 배열에대한만족정도

구 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178 3.20 1.13 1.53 0.126

여 211 3.02 1.16

결혼 여부 기혼 64 3.11 1.18 0.03 0.976

미혼 325 3.10 1.14

연령 10 125 2.89 1.19 3.35 0.036*

20 144 3.22 1.15

30 120 3.20 1.07

전체 389 3.11 1.15

*by t-test or one -way ANOVA test at  *p<0.05

표 4. 저작시치아사용불편함정도

구 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178 1.89 1.02 0.20 0.841

여 211 1.87 0.98

결혼 여부 기혼 64 2.09 1.15 1.70 0.094

미혼 325 1.83 0.96

연령 10 125 1.94 0.99 6.96 0.001**

20 144 1.65 0.86

30 120 2.08 1.09

전체 389 1.88 0.99

*by t-test or one -way ANOVA test a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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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정치료의향여부

구 분 예 아니오 계 χ2(df) p

성별 남 52(29.2) 126(70.8) 178(45.8) 20.05(1) 0.000***

여 109(51.7) 102(48.3) 211(54.2)

결혼 여부 기혼 23(35.9) 41(64.1) 64(16.5) 0.94(1) 0.333

미혼 138(42.5) 187(57.5) 325(83.5)

연령 10 71(56.8) 54(43.2) 125(32.1) 18.09(2) 0.000***

20 50(34.7) 94(65.3) 144(37.0)

30 40(33.3) 8̀0(66.7) 120(30.8)

계 161(41.4) 228(58.6) 389(100.0)

*by Chi-square test at ***p<0.001

표 6. 교정치료의향에대한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삐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싶어서 85 52.8

치아 사이의 벌어진 틈을 가지런히 하고 싶어서 17 10.6

튀어나온 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21 13.0

튀어나온 턱/나온 턱(합죽이)을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7 4.3

치아의 개수가 부족해서 2 1.2

덧니가 나와서 12 7.5

안모 개선을 위해(심미적 목적) 17 10.6

이를 해 넣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 -

계 161 100.0

표 7. 교정치료의긍정적효과수준

구 분 MEAN SD

치아가 가지런해진다 4.39 0.93

치아가 하얗게 된다 2.78 1.13

안모/외모에 본인의 자신감이 생긴다 4.16 0.97

발음이 개선된다(정확한 발음) 3.72 0.99

얼굴이 아름다워진다(심미성 증진) 3.93 0.96

치아우식증을 예방한다 3.11 0.98

치주질환을 예방한다 3.09 1.02

치과 치료비가 적게 든다 2.54 1.18

음식물/저작기능이 개선된다 3.53 1.00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 3.47 0.57



3.6. 교정치료의 긍·부정적 효과

3.6.1.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 수준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일반인은‘치아가가지런해진다’에대해가장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치과 치료비가 적게 든다’에 대해 가

장낮은인식을보였다<표 7>.

3.6.2. 일반적특성에따른교정치료의긍정적효과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3.47로 일반인은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

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정치료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p<0.01)<표 8>. 

3.6.3.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 수준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일반인은‘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에 대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턱관절에 장애가 생긴다’에 대

해가장낮은인식을보였다<표 9>.

3.6.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아교정 부정적 효과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3.09로 일반인은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

에 대해 그다지 높은 인식을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과

결혼 여부, 연령, 그리고 교정치료 경험 여부별로는 별

다른차이를보이지않았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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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적특성에따른교정치료의긍정적효과

구 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178 3.39 0.60 -2.74 0.007**

여 211 3.54 0.53

결혼 여부 기혼 64 3.49 0.53 0.25 0.805

미혼 325 3.47 0.57

연령 10 125 3.40 0.53 2.42 0.090

20 144 3.46 0.55

30 120 3.56 0.61

전체 389 3.47 0.57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p<0.01

표 9. 치아교정의부정적효과수준

구 분 MEAN SD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4.40 0.90

치아우식증이 생긴다 2.79 0.89

치주질환이 생긴다(잇몸염증) 2.78 0.94

턱관절에 장애가 생긴다 2.64 0.97

발음이 부정확해진다 2.71 1.06

안모/얼굴이 달라진다 3.31 1.07

교정 후에도 재발된다(기존/종전상태로 돌아감) 3.02 1.07

식사를 하기 힘들다 3.11 1.17

교정치료의 부정적 효과 3.09 0.56



시대가변함에따라경제적발전이거듭되고교통과통

신망이발전되어자신의안모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치

과에대한지식과관심이증가되었다. 따라서점차증가하

고있는부정교합을가진일반인의교정치료에대한관심

과욕구를정확히파악하는것이치료목표의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필수적요건이라볼수있다4). 한편이등16)의

연구에서는 보다 좋은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교합

상태및교정에대한욕구를알아보는것이중요하다하였

는데현재의교정치료는단순히고르지않은치아와부정

교합을 정상교합상태로 개선하는 치열교정치료의 차원에

서 벗어나 안모의 심미성을 추구하는 악안면 성형수술의

범위의영역으로점차영역이확대해나가는실정이다. 경

제적 인식, 국민들의 인식, 문화적 특성이나 특정시대의

부정교합에대한인식등여러가지요소로인하여치료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17)는 교정치료를 원하는

이들의 치료 우선순위와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치료에 이

용한다면치료의만족도및환자의협력을이끌어내어결

과적으로 치료의 질이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인의 본인인지 치아상태의 만족도

와교정치료에대한관심·지식수준·인식등을살펴봄으

로써향후교정치료의질향상을시킬수있는방법을모

색해보고자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일반인의 교정치료에 대한 인지 여부에

서는 성별로 여자가 남자보다 교정치료에 대해 잘 인지

하고 있었고(p<0.05), 교정치료의 의향 여부에서도 남

자보다 여자가 교정치료를 받고 싶은 의향이 높았다

(p<0.001).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교정치료를 받기

원하며16) 치료의 열망이 높다는 연구결과18)를 참조하여

볼 때 남성에비해 여성이외모나미적 아름다움에대한

열망이나 관심도가 높고 교정치료가 안모의 개선·외모

의 심미성향상에관계가 깊어이러한결과가 나타난것

으로 사료된다. 한편 임 등4)의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교정환자의 비율 중 1970·1980년

대와 1990년대를 비교 시 여자 보다 남자 환자의 비율

이 점차 높아진다고하며 미에대한 관심도가여자뿐아

니라 남자에게도 높아졌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남

자 29.2% 정도가 교정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대답

하여 점차 남성들도 외모에 대한 관심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남녀 간의 심미적 안모에 대한 인식변화

를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Rebeka 등의연구18)에서교정치료욕구는 10대중반

에 이르러 최고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연

령이 적을수록 교정치료 받을 의향이 높았다(p<0.001).

10대의 경우 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또래 집단과 보내

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20·30대에 비하여 많은 편이고

한창 외모와 안모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 시기라 이러한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인의 치아

모양·배열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10대는 다른 연령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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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일반적특성에따른교정치료의부정적효과

구 분 N Mean SD t(F) p

성별 남 178 3.05 0.59 -1.37 0.172

여 211 3.13 0.54

결혼 여부 기혼 64 3.02 0.62 -1.15 0.250

미혼 325 3.11 0.55

연령 10 125 3.18 0.55 2.16 0.117

20 144 3.04 0.54

30 120 3.08 0.60

전체 389 3.09 0.56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비하여치아 상태에대하여만족하지않았음(p<0.05)을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기 치아의 외모에 대한 불만은 자

신감결여나자신에게부정적이미지를심어주는계기가

될수있어사회성결여나대인관계에어려움을줄수있

다. 또한 교정치료로 외모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치아 자

체의 모양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교합으로 인한

안모의개선과치아의기능향상을시키기위한것6)이므

로교정치료에대한올바른역학적치료지식을 10대에게

전달하고이를통해청소년시기의자존감회복에도움을

줘야될것으로사료된다. 

한편 일반인의 치아 모양·배열의 만족도에서는 평균

이 3.11점으로 자신의 치아 상태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

었고 저작시 본인 치아를사용함에있어불편함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연령별에서 30대 연령이 저작과 관

련하여 치아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p<0.01). 30대에 접어들면서 저작효율성이 떨어지고

치아 마모 및 교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교합 문제가

생김으로 잇몸질환 및 기타 구강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점차 나

이가 들어감에따라 나타 날 수있는 부정교합과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정상 교

합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부정교

합을 가진 일반인의 경우 장기적으로 구강에 좋지 않은

예후를 미칠 수 있으므로 교정학적인 측면에서의 올바

른 구강건강지식 및 교육이 홍보되어야 될 것이며 지속

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생

각된다. 일반인의 교정치료 의향에 대한 이유에서는‘삐

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싶어 교정치료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52.8%, ‘튀어나온 입을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가 13%, ‘치아사이벌어진틈을좁힘및안모개

선을 위해서’가 10.6%로 나타났는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신체의 외모가 중요시되고 치아의 배열이 첫인상

을 좌우한다19)는 연구를 참고하여 볼 때 일반인들에게

점차 교합·기능과 관련한 부정교합 개선보다는 안모의

개선을 고려하는 교정치료의 의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정의사나 교정치

과분야에서는 능동적으로 환자가 교정치료를 원할 시

치아의 정상교합과 배열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해당 환자의 외모와 안모의 관계

를 심사숙고하여 고려해야 될 것이라 사료된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대중매체나 광고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

는유명 일부 연예인들의교정치료나치아교정 관련성

형 수술 후 개선된 안모의 모습 사례보도는 일반인에게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모적인 부분에 국한된 교정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려된다. 교정치료를 무분별하게 선택하거나

수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언론기관이나 치

과병·의원의 지나친 상업적 의료광고나 과장 보도 등

이자제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일반인은 교정치료에 대한 긍·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는 낮았으나 성별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교정치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p<0.05) 교정치료

목적과 기대치가 남자에 비하여 높고 교정치료 후 심미

적치료경향과욕구가여자가높다는이와고20)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여 볼 때 여자의 교정치료에 대한 기대치

가 높고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정의사와 관

련 의료진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자환자의 교정치

료시 만족도 유지를위한지속적 관심과환자응대방안

이필요하다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일반인만 조사하였으므로 전

체의 인구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

로 전국 지역의 일반인을 대표하는 표본을 모집하고 객

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상자의 부정교합 상태·

구강검사 결과와 교정치료에 대한 주관적 인식조사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

구를 통해 최근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

에 맞춰 교정치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

고 교정치료의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임상영역의 노

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다. 또한 교정치료 교육 시 교

정치료 대상자의 심리나 욕구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일반인의 안모 개선과 심미성을

위한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이 인지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치료계획의 수립 및 치과 교정영역의 올바

른 홍보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정치료와 심

미적영향이관계가깊음을 인지하고이면에 대한 체계

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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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일반인의본인인지치아상태만족도, 교정

치료에 대한 지식수준,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치아교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고 임

상영역에서의 교정치료 발전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인 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얻었다. 

1. 교정치료에대한인지정도에서는성별로여자가남

자보다 교정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유의미

한차이를보였다(p<0.05).

2. 본인의치아의모양, 배열에대한만족도에서는 10

대의 만족도가 낮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3. 저작 시 본인의 치아사용에 대한 불편함 정도를 살

펴본 결과에서는 연령별로 30대가 불편함을 가장

많이느꼈고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p<0.01).

4. 교정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에서

는 여자가 남자보다 치료받을 의향이 높았으며

(p<0.001) 연령이 낮을수록 치료받을 의향이 높았

고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p<0.001).

5. 치아교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결과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치아교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p<0.01). 

이상 같은 결과를 토대로 치과 임상에서는 일반인의

교정치료상담 및 교정환자의치료 시 연령과성별의차

이에 따라 교정치료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인지하고 교

정치료의 치료 내용이나 치료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올

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교정치료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것이라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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